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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지정 목적 및 기능

상수원 댐 주변에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의 난 개발로 인한 상수원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

인근도로, 시가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점오염 저감

수변구역은 육상생태계와 육수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완충지역(Riparian buffer zo ne)으로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을 저감해 주는 등

수질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임.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 및 범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대상지역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과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주변지역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5개 댐) :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장흥댐

수변구역 지정 범위 :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장흥댐 등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의 상류지역중 당해 댐으로 직접 유입되

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상수원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또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얻어 지정

수변구역 제외지역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법 제4조제2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예정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자연취락지구

수변구역 지정 해제(법 제4조제3항)

수변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차후 하수처리구역 등으로 편입되면 수변구역은 해제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법 제5조제1항)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관광)숙박업·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시설, 공동주택 신설 제한

설치 가능 지역 및 시설(법 제5조제2항)

상수원 댐(계획홍수위선 기준)의 상류지역 중 당해 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로 유하거리 10㎞ 바깥지역 또는 상수원 댐에 직접 유입되

는 위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상류로 유하거리 5㎞ 바깥지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모두 처

리하거나 퇴비화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오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량(SS)이 10mg /L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식품

접객업,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공동주택은 설치 가능

보성군 수변구역 지정·고시 현황

지정·고시일

1차 지정 : 2002. 9. 18.(환경부고시 제2002-142호)

2차 지정 : 2004. 9. 2.(환경부고시 제2006-147호)

정보공개 >  수질정보 >  수변구역수변구역

(http://www.boseong.go.kr)

/www/open_data
/www/open_data/water
/www/open_data/water/waterside


3차 지정 : 2006. 9. 19.(환경부고시 제2006-147호)

4차 지정 : 2009. 2. 19.(환경부고시 제2009-23호)

지정내용

구분 면적(㎢) 비고

계 67.85 -

겸백면 14.41 환경부고시 제2006-147호 ‘06. 9. 19. (겸백천 유역 4.12㎢ 추가지정)

율어면 9.76 환경부고시 제2009-23호 '09. 2. 19. (율어천 유역 1,463㎢ 감소)

복내면 24.76 환경부고시 제2004-134호 '04. 9. 2. (화령천 유역 1.93㎢ 추가지정)

문덕면 18.92 -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제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수변구역

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

다.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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